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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  물음과 과학  물음의 동일성, 형이상학의 모호성, 과학에 한 형

이상학의 우 .
【요약문】이 은 형이상학이 무엇인지에 한 베르그손의 생각이 무엇이

며, 그가 어떠한 사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이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을 ‘실재에 한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베르그손의 이와 같은 명료하고 솔직한 정의가 왜 우리에게 단히 요한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이야기하 다. 그에게 형이상학은 결코 사유의 자유

로운 유희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 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에 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은 그 탐구목 과 상에서 결코 과학과 구별

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즉 경험  세계를 탐구의 상으로 

가지며 이 경험  세계의 객  진리를 참되게 인식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형이상학(métaphysique)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

히 그것을 과학(science physique)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게 해주는 그 

<méta>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형이상학의 정

체성을 과학의 정체성과 비시켜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

리는 형이상학이 과학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결코 그것이 과학의 물음과

는 다른, 그만의 고유한 물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에나 그것

에게나 공통된 하나이고 동일한 물음에 해 과학과는 다른 답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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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만 그럴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이상학과 과학의 차이는 그 

탐구의 시작이나 과정에서보다는 그 결과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복수(複數)의 과학들, 즉 마다 서로 다른 상들을 

각기 탐구하는 상이한 여러 과학들을 모두 ‘과학’이라는 하나의 단수(單數)
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보편 인 지식의 논리(épistémologie)>
가 무엇인지를, 즉 ‘참된 객  지식’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과학으로 

받는 모든 학문들을 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지식의 논리가 무엇인지

를 밝힘으로써,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재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규명하려 하 다. 베르그손이 과학  지식이 곧 실재에 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과학의 인식방식과는 본질 으로 

다른 독특한 인식방식을 사용하는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주장

하게 된 것은 과학의 기계론  설명방식을 과하는 어떤 기계론 인 본

성의 힘이 생명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힘으로서 우리가 사는 실재 속에 객

으로 실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바로 이러한 기계론 인 힘이 실

은 생명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원리로서만 작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물

질을 포함한 실재의 모든 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근본 이고 보편 인 원리

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베르그손은 세계에 한 형이상학  근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하 다” - 메를로 티1) 

1) Merleau-Ponty (Maurice), “Le Métaphysique dans l’homme” in Sens et 

Non-sens, Les éditions Nagel, 4ème édition, 1948,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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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증적 형이상학(métaphysique positive)’의 

이념과 이 이념이 제기하는 문제

1. 형이상학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

베르그손에 따르면, 상에 한 우리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

로 나  수 있다. 한 종류의 인식은 상을 그 상의 밖에 있는 어

떤 외 인 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 게 되면 상은 우

리가 그것에 해 용하는 이러한 외  과 잘 부합하는 어떤 

부분 인 측면만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된다. 반면, 다른 한 종류는 

이런 외 인 의 용 없이 상을 있는 그 로 인식하는 것으로

서, 즉 우리의 외  에 따라 드러나는 상의 외면 이고 부분

인(extérieur et partiel) 모습이 아니라 그것의 내 이고 온 한

(intérieur et intégral) 모습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런 인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런 인식을 통해 상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2) 베르그손은 말한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에 있어서는, 외  

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인식과 상의 있는 그 로의 객 인 모습 

사이에는 이 둘을 일치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 어떤 간격이 존재하게 

2) 베르그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런 인식을 통해) 상 자체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 on entre en elle (PM  

p.1393) ; je m’insère en eux (PM p.1393); je serai dans l’objet lui-même 

(PM  p.1394); on se transporte à l’intérieur d’un objet (PM  p.1395). 우

리는 이 의 말미에서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요한 의미에 해 숙고

해볼 것이다.

베르그손의 말을 인용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  그의 생각이 어

디에 나타나 있는지를 밝힐 경우, 우리는, 흔히 하는 로, 상용하는 약호

에 따라 해당 서를 지시한 후－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1889 : DI. Matière et Mémoire, 1896 : MM. Le rire, 

1900: R. L’Evolution créatrice, 1907: EC. L’Energie spirituelle, 1919: 

ES. Durée et Simultaneité, 1922: DS.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1932: MR. La Pensée et le Mouvant, 1941 PM -. 

백주년 기념 에 따라 해당 쪽수를 밝힐 것이다. 단 백주년 기념 에 수

록되지 않은 DS는 별도로 간행된 단행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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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에서 우리는 상의 밖에 머물러 있게 되

며 그것의 주변만을 맴돌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식은 

상의 있는 그 로의 객 인 모습에 가닿지 못하는 인식, 즉 상

의 외부에 놓여 있는 주 인 의 향력에 지배받는 인식, 따라

서 상 인 인식이 된다. 반면, 상의 안으로 들어가는 인식은 상

 인식이 겪는 이런 간격을 뛰어넘어 상의 에 가닿는 인식, 
즉  인식이 될 것이다3). 베르그손은 형이상학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인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실재를 

단지 상 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포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을 그것에 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 직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요컨  그것에 한 모든 상징 인 

재 이나 간 인 표 을 넘어서서 그것 자체를 악하는 방법이 있

다면, 형이상학이란 바로 그런 것일 게다(PM, p.1396).” 
형이상학이 무엇인지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는 이처럼 단히 명

료하다. 그리고 베르그손의 정의가 보여주는 이러한 명료함은 우리에

게 단히 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불분명하게 감춤으로써 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

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게나 

자의 인 방식으로, 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불분명하게 감춤으로써 자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이상

학의 상황, 아마도 형이상학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요한 은 그 명료함이 나타내는 솔직함과 당당함

일 것이다. 베르그손의 정의가 보여주는 이러한 솔직함은 엄 성과 

투명함 신에 불명료성과 남용을 가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

는 오늘날의 형이상학이 처한 상황의 비정직성과 부도덕성에 해 반

3) 베르그손은 자신이 쓴 “형이상학 입문”의 첫 머리를 바로 이처럼  

인식과 상  인식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의 우리의 

논의는 이 부분을 (PM pp.1392-1396)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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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한다4). ‘형이상학’이란 말은 다른 학문들로부터 구분되는 어

떤 고유한 학문을 일컫기 해서, 혹은 다른 사유방식들로부터 구분

되는 어떤 고유한 사유방식을－ 한 이런 사유방식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을－일컫기 해서 사용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어떤 학

문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감추면서 살아야 한다면, 혹은 자신이 무엇

인지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은 채 이런 의미로도 런 의미로도 남

용될 수 있으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학문일 수 있을까? 
자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의를 가질 수 없다면, 형이

상학은 자신이 왜 고유한 존재가치를 지닌 학문으로서 살아갈 수 있

는지를, 즉 자신이 왜 다른 학문들로부터 구별되는 독립 인 학문으

로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

의 정의를 묻고 그에 해 명료히 답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이 - 더 

나아가, 형이상학을 본령으로 하는 철학이 - 어떻게 해서 다른 학문

들로부터 구별되는 독립 인 존재가치를 지닌 학문으로 살아갈 수 있

는지를 묻고 답하는 일이 된다. 베르그손은 지  형이상학이 다른 

학문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독립 인 학문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다. 그에 따르면, 형이상학이란, 다른 학문들이 모두 상 인 인식에 

머무는 반면, 오직 그것만이 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인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해, 만약 형이상학 이

4) 우리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지속의 형이상학’이니 ‘직 의 형

이상학’이니 ‘내재성의 형이상학’이니 하고 말하는 경우들을 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말할 때의 ‘형이상학’이란 그  

단순히 ‘이론’ 혹은 ‘생각’ 혹은 ‘실증의 노력과는 상 없이 개된 사변  

공상’ 정도의 말로 체되어야 할 것이지, 베르그손이 부여하는  본래

 의미와는 하등 상 없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철학에게 가장 부족한 것

은 정확성précision이며 이는 주로 개념들을 무분별하고 안이하게 사용하

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 한 바 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베르

그손이 제시하는  엄 한 의미와는 하등 상 없이 이처럼 ‘자유분방하

게’ 사용하는 것, 과연 이것은 개념의 오용과 남용의 험을 그토록 경계

하고자 했던 베르그손의 철학정신에 충실한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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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다른 학문, 컨  과학들(sciences physiques)이－혹은 실증과학

들(sciences positives)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면, 형이상학

(métaphysique)이라는 별도의 학문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베

르그손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증  형이상학(métaphysique positive)’이라는 이념

형이상학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에는 얼핏 보아 별반 새로운 

게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 즉  

인식을 얻는다는 것은 늘 철학의 과제로서 생각되어 왔으며, 진리에 

한  인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이러한 모습은, 선을 추구하는 

윤리학이나 미를 추구하는 미학에 비되어, 통 으로 주로 ‘형이

상학’이란 이름으로 불려 왔기 때문이다5). 하지만 베르그손의  정

의에는 한 가지 요한 새로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의미에 

의해서 베르그손은 통 으로 형이상학을 다른 학문들로부터 구분 

짓는 데 사용되어 오던 한 가지 요한 방식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다. 형이상학(métaphysique)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는 그가 이 학

문에게 부여하는 <méta>의 의미가 결코 이 학문이 과학의 탐구 상

인 경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감각 이고 월 인 상이나 

원리를 자신의 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과 과학의 차이를 결코 탐구의 

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찾지 않는다. 형이상학과 과학은 같은 

상을 탐구하되, 다만 자는 이 같은 상에 해 후자에게는 불가

능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에 의해서만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실로 베르그손은 우리의 경험  세계의 배후에 있거나 그것

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경험 ( 월 )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다. 경험과학인 물리학의 근본개념(notion) 의 하나가 시간이듯이, 

5) Gourinat (Michel), De la philosophie, Tome 1, Hachette Université, 1975,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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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리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하듯이, 베르그손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지속)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베르그손은 형이상학의 상이 경험과학에 의해

서는 도달될 수 없는 <  머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형이상학(métaphysique)의 성이나 과학(physique)의 상 성을 낳

는 이유가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역이 그 머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다시 말해, 과학으로부터

는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이 <그 머>의 세계야말로 에 보이지는 

않으나 정작 과학이 탐구하는 경험  세계를 떠받치는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

제나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경험  세계를 탐구의 상

으로 삼는다. 형이상학의 상이 이처럼, 과학과 마찬가지로, 경험  

세계라는 사실은 형이상학을, 다른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험

과학으로 만든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형이상학에게서 하나의 경험

과학(science empirique)을 본다. 다른 모든 실증과학들(sciences positives)
과 마찬가지로, 실재(réel)에 한 자신의 주의 깊은 탐구를 통해 얻

게 될 결론들을 다만 잠정 으로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하

여 계속 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학 말이다6).” 형이상학의 

상이 경험  세계의 머에 있는 이념 (idéal) 세계라면, 형이상학

의 탐구는 결코 경험  사실들에 의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순수한 개념들의 사변 인 운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그때의 형이상학은 우리의 경험에 주어지는 사실들과 맞

아떨어져야 할 아무런 의무를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이며, 따라서 경험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이 무어라 말하든, 는 과학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바 든, 과학과는 아무런 향도 주고받지 않은 채 그  제 

갈 길만 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의 탐구 상이 러한 이념

6) Bergson, “Le parallélisme psycho-physique et la métaphysique positive” 

in Mélanges, Puf, 1972, p.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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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éal)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 즉 실재(réel)라면, 형이

상학에게는, 과학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주어지는 사실들

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형이상학은 그의 이론을 경

험  사실에 의거하여 수립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이 

발견된 경험  사실들을 통해 그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

음으로써 계속 발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칸트

가 지 하듯이, 서로 립하는 주장들 사이의 진 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모 인 싸움터로 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장들을 

경험  기 을 통해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으로 

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베르그손은 생각한다. 베르그손은 자신

이 제시하는 형이상학을, 과학과 마찬가지로, 경험  사실들에 한 

조회를 통해 수립되고 입증되며 계속해서 수정ㆍ발 될 수 있는 경험

 학문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학 들 사이에서 행

해져 온 오래된 장난질을 신해서, 즉 각각의 학 들이 자기들이 발

시킨 추상 인 개념을 끝까지 고나가 이를 다른 학 들이 발 시

킨 반 되는 개념에 립시키는 데 몰두해 오던 논 (論戰)을 신해

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계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철학을 

발 시키고 싶다. 즉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이고 동일한 경험과의 

을 통해(au contact d’une seule et même expérience), 그  

가 옳은지를 서로 시험해볼 수 있고 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발 시키고 싶다7).” 요컨 , 통 으로 형이상

학과 과학을 가르는 가장 요한 척도로 생각되어 오던 ‘경험’이라는 

기 , 하지만 이 기 은 베르그손에게서는  그와 같은 변별 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베르그손이 보기에는 ‘경험’이란 형이상학이건 

과학이건 모든 학문이 따라야 할 공통된 방법인 것이다. 어떤 학문이 

이처럼 다만 추상 인 사변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경험 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이론을 수립하고 입증하려 한다면, 한 이 이론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험  사실들을 수용하여 계속해서 발 해갈 수 있는 것이

7) Ibid,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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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사람들은 일반 으로 그러한 학문의 속성을 일컬어 ‘실증

positif’이라고 말한다. 베르그손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실
증 ’ 성격을 가지면서도 과학과는 다른,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8)

3. 형이상학과 과학의 계

1) 오랜 동행 계 끝의 갈라짐

그러므로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은 과학과 같은 탐구 상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에 의거하는 그 탐구방법에 있어서도 과학

과 일치한다. 그 기 때문에,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이 과학과 다른 

것이라면, 즉 과학으로부터 구별되는 독립 인 형이상학이 존재할 필

요가 있다면, 그것은 경험  사실의 선들(lignes de faits)이 어떻게 그

려져 있는지를 추 하려 하는 그 탐구과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탐

구의 결과에 있어서 형이상학이 과학과 서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형

이상학이 과학과 한참을 같이 가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

정한 형이상학을 해서는 먼  과학과 ‘오랜 동행 계une longue 
camaraderie’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베르그손은 말한

다.9) 형이상학과 과학은 그 시작에 있어서가 아니라 한참을 같이 간 

후 그 결과에 있어서 비로소 달라지는 것이다. 아니, 형이상학은 과

학과 달라지기 해서라도 먼  한참을 같이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이 묻는 것도, 과학이 묻는 것과 같이, <이 세계>, 즉 경

험  세계를 수놓는 사실들의 선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이 과학과 다른 것은 과학이 묻는 것과 다른 

8) “<...> 어떤 실증  형이상학이, 즉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정 이며 계속

해서 앞으로 발 해나갈 수 있는 형이상학이 가능하다－강조는 베르그손 

자신이 한 것이다.” －Ibid, p.464.

9) “실재에 한 직 을 얻기 해서는, 즉 그것의 가장 깊은 내면과 어떤 

인 공감(sympathie spirituelle)을 이루기 해서는, 먼  그것이 자신

을 겉으로 드러낸 보인 표면 인 표 들과 오랜 동행 계를 유지함으로

써 그것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PM. p.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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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형이상학은 과학의 발 에는 상

없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문제를 선험 으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과학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형이상학은 과학과 

같은 문제를 풀려하되, 그 문제에 해 다른 답을 내어놓기 때문에 

과학과 달라지는 것이다. 아마 이 이야말로 형이상학이 무엇인지에 

한 베르그손의 생각을 다른 한 철학자들의 생각들로부터 확연

히 갈라놓는 가장 결정 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다른 철학자들에게 

형이상학의 고유성은 주로 그것이 묻는 물음이 과학과는 다르다는 

에 있다. 반면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은 과학과 같은 물음을 묻

되, 그 물음에 다른 답을 내어놓기에 과학과 달라지는 것이다. 
데카르트나 라이 니츠에게 형이상학은 다른 과학들이 가지처럼 뻗어 

나올 수 있는 뿌리에 해당한다. 뿌리는 가지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보다 더 근본 인 물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물음을 갖게 되는 것

이다. 하이데거는 ‘생각하지 않는’ 과학으로서는 도 히 물어볼 수 없

는 물음, “가장 범 하고 가장 깊이 있으며 가장 원천 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서 가장 먼  물어져야 할10)” 물음을 형이상학

에게 부여한다. 이들에게 형이상학의 존재이유는 과학으로서는 묻지

도 답하지도 못할 물음을 오직 그것만이 묻고 답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본다: 과연 우리는 처음부터 

형이상학만을 한 다른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처음부터 (과학

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형이상학만을 한 물음이라는 게 과연 존재

하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단지 한 가

지 물음을, 즉 형이상학이든 과학이든 구라도 물을 수 있는 동일한 

물음을－즉 이 세계의 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 묻

고 있을 뿐이지, 결코 그 앞에 ‘형이상학 ’이니 혹은 ‘과학 ’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 편을 가를 수 있는 물음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다. 
과연 과학의 물음과는 근원 으로, 즉 시작에서부터 선험 으로, 구별

10) “die dem Range nach erste, weil weiteste, tiefste und ursprünglichste 

Frage”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Gesamteausgabe band 

40, p.4, Vittr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83.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베르그손의 답 223
되는 형이상학의 물음이라는 게 있는지, 그것이 왜 과학의 물음은 될 

수 없는지, 혹시 그것이 과학의 물음이 결코 될 수 없고 오로지 형이

상학만이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학자들만의 근거 

없는 독단은 아닌지, 우리는 베르그손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11). 어

도 우리는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의 계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서로 

다른 물음을 부여하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오랜 동행 계 끝에 최

종 인 답에 있어서 달라지는 데서만 그들 사이의 차이를 보는 베

르그손에게서 훨씬 더 긴 하고 본질 인 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에 긴 하고 본질 인 계

를 인정하기 때문에, 베르그손에게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는, 즉 어떻게 형이상학을 과학으로부터 독립 인 학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보다 훨씬 더 해결하

기 어렵고 고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형이상학은 ‘과학에 한 메타담론’(métadiscours sur la science)
이 아니다.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의 긴 한 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둘을 구

11) 여러모로 베르그손을 닮은 들뢰즈이지만, 이 에 있어서만은 베르그손의 

정신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따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그가 철학과 과학의 차이를 카오스에 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찾

을 때－Deleuse & Guattari, Qu’est-ce que la philosophie ?, pp.111-114. 

Les éditions de Minuit－, 우리는 그가, 베르그손과는 달리, 이 두 학문의 

차이를 끝이 아니라 시작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이 두 학문 사이의 차이를 같은 물음에 해 서로 다른 답을 내

어놓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물음을 갖는다는 것에서 찾는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들뢰즈에 따를 때, 철학과 과학은 상(카오스)에 

근하는 그들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제 갈 길을 가면 될 

뿐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된다. 반면 베르그손에 따를 때, 철학(형이상학)과 

과학의 계는 이보다 훨씬 더 경쟁 이다 : 철학과 과학은 서로 상 방

이 자신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방이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서로 단히 닮은 이 두 철학자가 ‘철학이란 무엇

인가?’의 문제에 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 실제로 그러한 다름이 

있다면, 그 다름을 낳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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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기 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의 하나는 이른바 <분

업의 방법>이다. 분업의 방법이란 경험  사실들이 어떠한 지를 확정

하고 기술(記述)하는 일이나 그러한 사실들을 설명하는 법칙들을 발

견하는 일은 으로 과학의 손에 맡긴 채, 형이상학에게는 “과학이 

발견하는 이러한 사실들과 법칙들을 넘어서, 이들의 근원을 이루는 

보다 깊은 원인들(les causes profondes)에 도달하는(EC , 
p.660)”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분업의 방법은 형이상

학에게 ‘과학이 발견한 로 사실들이 개되도록 만드는 보다 더 근

원 인 존재론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거나, 혹은 사실들의 그러

한 개가 가리키는 세계의 궁극 인 의미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거나’ 혹은 ‘그러한 과학  지식들을 얻기 해 우리가 기반하고 있

는 근원 인 인식론  혹은 방법론  원리에 한 반성  인식을 통

해, 과학  지식 체의 일반 이고 본질 인 성격이나 그 유효범

와 한계를 규명하거나’ 하는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과학  지식을 완

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이상학이란 이때, 과학  

지식이 근거하는 원리들에 한 메타담론(métadiscours)이 되기 때문에, ‘형이

상학(métaphysique)’이 된다. 형이상학은, 과학 자신이 근거하고 있으면

서도 정작 그것 자신은 알지 못한 채 무의식 으로, 혹은 더 나아가 

비체계 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원 인 원리에 한 인식이 됨으로써, 
과학보다 더 상 의 자리를 차지하는, 보다 더 근원 인 ‘제일의 학

문’이 되는 것이다.
형이상학을 ‘과학에 한 메타담론’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입장은 

아마도 오늘날 ‘과학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철학자들에게서 가장 일반 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입장일 것이

다. 근 과학의 발달이 본격화된 이래로, 철학과 과학 사이의 계에 

해 고민해오던 많은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해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력 앞에 흔들리는 철학의 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형이상학에 한 이러

한 이해는 결코 형이상학에게 독립 인 학문으로서의 지 를 찾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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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것이라고 베르그손은 주장한다. 이때의 형이상학은 과학  

지식들을 뒷받침하는 숨은 제(원리)나 이 지식들이 가리키는 궁극

인 의미를 밝 내는 일을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실은 이러한 숨은 

제나 궁극 인 의미는 모두 과학  지식들 속에 사실상 이미 함축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을 충분

히 명료하게 펼쳐내기만 하면 되는 이 일에 굳이 과학과는 다른 본

성을 가진,  하나의 학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런 일을 

하기 해서는 과학만으로도 충분하지, 굳이 과학으로부터 구별되는 

 다른 학문의 존재가 별도로 요구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른바 분업이란 모든 것을 뒤섞어 놓기 마련이라

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철학자가 자신의 일이라고 남겨두는  형

이상학이니 인식비 이니 하는 일들, 그는 이런 일들을 실증과학에 의

해 사실상 이미 모조리 이루어진 채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것들은 [...] 
과학자가 제시하는 기술과 분석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의 문제(questions de fait)에 처음부터 개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원리의 문제(questions de principe)에서도 단지 실재에 한 과학

의 태도가 이미 어렴풋이 나타내고 있는 형이상학과 인식비 을 [...] 
단지 보다 명료한 언어로 표 해내는 일만 하게 될 뿐이다. [...] 철학

에게 단지 원리의 문제만을 남겨두려 하는 자, 즉 그 게 함으로써 철

학을, 마치 하 법원에 한 상 법원의 계처럼, 과학보다 상 에 

두려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 철학을 기껏해야 단지 과학이 올려 보낸 

선고를, 결코 어떤 경우에도 기각하지 못한 채, 그  보다 명료한 언

어로 써서 승인할 뿐인 서기국의 역할만을 하도록 만들 뿐이다(EC, 
pp.660-661).”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이상학을 ‘과학에 한 메타담론’이 되게 하

는 러한 <분업의 방법>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러한 

분업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작업이－따라서 이런 <원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작업으로 이해되는 

형이상학이－<사실의 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은 <원리

의 문제>를, 반면 과학은 <사실의 문제>를 각기 따로따로 나 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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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형이상학은 사실들

을 기술하는 과학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실

들로부터 원리를 추출해내는 자신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사실의 문제>는 결코 <원리의 문제>와 분리

될 수 없다. <원리의 문제>에 한 어떤 단 없이 사실을 기술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칙들은 사실들에 이미 내

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실재 체를 개별  사실들로 나 기 해 

따랐던 선(線)들에 따라 상 으로 정해진다. 어떤 상에 해, 그

것이 가진 내  본성이나 그것이 조직된 방식에 한 사  단이 

없이 그것을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EC, p.660).” 과학이 사실

들에 해 기술할 때, 과학은 이미 <원리의 문제>에 한 자신의 철

학 (형이상학 ) 단을 가지고 사실들을 기술한다. <원리의 문제>
에 한 자기 나름의 단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어떤 것을 

기술해야 할 사실로서 정해야 하는지를, 즉 무엇이 사실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과학은 <원리의 문제>에 한 그의 단

이 그어놓은 략 인 선들의 지시에 따라 개별 인 사실들을 서로 

분간해내게 되며, 이 게 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확정하고 기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학이 형이상학과, 즉 <원리의 문제>를 탐

구하는 작업이라는 의미에서의 형이상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은 이처럼 과학이 이미 <원리의 문제>에 한 자신의 형이상학을 갖

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학이 이미 자기 나름 로 형이상학

이기 때문이다12). 과학은 자신이 사실이 어떤지를 기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원리의 문제>에 한 단을 내리고 있다. 형이상학은 

결코 과학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3) 참된 형이상학은 실재에 해 과학보다 더 참되게 인식하는 학

12) Canguilhem (Georges), “Commentaire au troisième chapitre de L’Évolution 

créatrice”, in Annales bergsoniennes III Bergson et la science, p.135, 

PU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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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을 ‘과학에 한 메타담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즉 형이상학으로 하여  <사실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은 채 

이를 으로 과학의 소 으로 맡긴 다음 오로지 <원리의 문제>만

을 다루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 어떤지에 해 과학이 제공하는 기술

들을 아무런 이의 없이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결국 사실에 한 과학의 기술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의 형이

상학－ 즉 <원리의 문제>에 한 과학 자신의 단 －마 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재에 해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실재에 한  인

식을 얻는 데 있어서 과학 이외의 별도의 다른 학문이 필요하지 않

음을, 즉 과학의 인식방식과는 다른 본성의 인식방식을 사용하는 학

문이 필요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이상학을 ‘과학에 한 

메타담론’이 되게 함으로써 과학과는 구별되는 독립 인 학문으로 만

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베르그손에게 참된 형이상학은, 결코 사유의 자유로운 유희

에 의해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경험  세계에 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이 참으로 

독립 인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란, 역시 그것과 동일한 목표

를 가지고 있는 과학이 실재에 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세계에 해 과학이 말하는 것이 (궁극 으로는) 틀린 것이 

되는 경우이며, 그리하여 과학과는 다른 인식방식을 사용하는  다

른 학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과학  지식의 부족

함이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진리 체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지식은 본질 으로, 즉 그것이 사용하

는 인식방식의 본성으로 인해, 결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오직 상  인식에만 머무를 때, 한, 그와 반 로, 형이상학은, 
과학과는 본성 으로 다른 그의 인식방식으로 인해, 과학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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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오직 이럴 때만이 형이상학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베르그손에게 형이상

학의 <méta>란 그것이 실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학보다 더 우월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에게 형이상학은 과학(science physique) 
보다 실재를 더 참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méta-physique)’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은 과학의 이론과 지식을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 형이상학은 경험  사실에 해 과학이 제시하는 지

식과 이론의 잘못을 지 해내고 그것을 체할 수 있는 자신의 이론

을 내세움으로써 그것과 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실증  형이

상학’의 이념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 실로 베르그손의 모든 작품들은 이와 같은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을 정립하고 이 이념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해간 노력의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 우리가 지속과 동시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유

는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과의 결이란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다

다라야 할 최고의 정 ( 點)을 이루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결에서

의 이 노력의 성패가 ‘실증  형이상학’이라는 이념의 성공가능성을, 
따라서 한 진정으로 독립 인 형이상학의 존재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요한 고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과의 결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이상학의 운명이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천명된 것은 바로 이 책에

서 이다.

“우리는 지속에 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시간에 한 아인슈타

인의 과 양립할 수(compatible)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 물리학

자를 향한 우리의 존경, 그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물리학뿐만 아니

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사유방식까지도 가져다주었다는 확신, 
과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학문이지만 각자를 완성시키기 해 서로 

도울 수 있다(se compléter)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  아

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과 어떤 결을(confrontation) 벌이도록 하는 

욕망을 심어주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결에 반드시 임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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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해주는 것이었다. [...] 지속에 한 우리의 생각은 직

인 경험을(une expérience directe et immédiate) 표 한 것이다. 이 생

각은 [...] 보편 인 시간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믿음과 잘 어울리는 것

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한, ‘보편  시간’
이라는 이 생각을 옹호하기 해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결을 벌일 

것이다. [...] 우리는 상 성 이론이 가져오는 <역설>에 해, 이 이론

이 말하는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여러 개의 시간들에 해, 동시

인 것들이 이 바뀜에 따라 순차 인 것들로 된다는 것에 해, 깊
게 숙고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명확한 물리학  의

미를 갖고 있기는 하다. [...] 하지만 그것들의 철학  의미는 과연 무

엇일까? [...] 우리는 어떤 구체  실재에, 즉 어떤 지각되거나 지각

될 수 있는 것에(à quelle réalité concrète, à quelle chose perçue ou 
perceptible), 이것들이 정말로 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야 할 것

이다. [...] 상 성 이론의 역설 인 주장들은 어떤 오해(malentendu)로 

인해 생긴 것이다. 어떤 혼란(confusion)이 물리학자들에게, [...] 이 물

리학을 그 로 철학으로 승격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

다(DS, préface－강조는 우리가 한 것).”

이것은 보통의 철학자들이 과학에 해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통은, 제 아무리 과학에 해 깊은 조 를 가진 ‘과학철학자’라 할

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하고 엄 한 검증의 방법을 거쳐 

과학계의 정설로서 지 를 굳힌 이론에 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형이상학을, 는 철학을, ‘과학에 한 메타담론’으로 이해하

는 ‘과학철학자’는 경험  사실들의 모습에 한 과학이론의 주장에 

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이론이 함축하고 있을 

존재론  공리나 인식론 ㆍ방법론  가정만을－소  그 이론의 철학

 의미라고 불리는 것만을－추출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뿐이다. 
하지만 베르그손은 여기에서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의 계를 ‘양립’
과 ‘ 결’과 ‘상호 력’이라는 말로 표 한다. 형이상학이 과학에 기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양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에 맞서 결하고 결과 으로 서로가 이 결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 이와 같은 계는 과학과는 다른 형이상

학이 진정으로 독립 인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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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결코 형이상학이 한갓 ‘과학에 한 메타담론’으로 락하여 

과학에 흡수되어 버릴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베

르그손은 이 결을 통해 형이상학이 과학을 이길 것임을 말하고 있

다: 베르그손은 과학의 정설에 맞서 그것의 주장이 경험  사실들에 

제 로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는 어떤 구체  

실재에, 즉 어떤 지각되거나 지각될 수 있는 것에, 이것들이 정말로 

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야 할 것이다”－, 경험  사실들에 한 

그것의 이해와 기술은 어떤 ‘오해’와 ‘혼란’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는 형이상학에게 경험  사실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

일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과학만큼이나) 극 으로 개입하여 과학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실증의 힘에 의해 

과학에 맞서 과학을 넘어서는 더 참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은, 형이상학에 한 베르그손의 정의를 받

아들인다면, 그러한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의 계는 본질 으로 내

 갈등의 계일 수밖에 없다. 이 둘은 하나이고 동일한 게임의 규

칙(경험  사실과의 일치라는 실증의 규칙)에 합의하고 있는 만큼, 상

방의 주장에 귀 기울려 들으려 하고 그  올바른 것을 극 수용

하여 자신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상호이해와 수용의 노력이 그들 사이에 양립의 가능성을, 한 서로

에게 이익이 되는 조화로운 공존의 계를, 만들어 내는 듯이 보이기

도 할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자기 자신이야

말로 실재에 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과학이 보기에는, 자기 아닌 다른 어느 구도 그 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이상학과 과학 사이에 설령 와 같은 양립의 가능

성이 내비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호이해와 수용의 노력은 결국 

상 방에 한 자기 자신의 우 를 확립하기 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의 공존은 언젠가는 어느 하나가 쓰러져야 할 일시 이고 불안정

한 공존인 것이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베르그손의 답 231
4.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이 제기하는 문제

제법 긴 논의를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묻고자 하는 물음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단 하나

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왜 우

리가 이 물음에 한 베르그손의 답에 찬동하는지를 밝혔다. 형이

상학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분명히 우리는 형이상학(métaphysique)을 

과학(science physique)에 한 <méta>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분명히 형이상학의 정체성을 과학

의 정체성과 비시켜 규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는, 베르그손을 따라, 우리의 모든 물음은 결국 우리가 사는 <지  

이 세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이고 동일한 물음으로 귀

착되기에, 따라서 형이상학을 과학으로부터 떼어놓는 이러한 <méta>
는 그것이 과학과는 다른 물음을 물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

니라 오직  하나이고 동일한 물음에 해 과학과는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데서만 오는 것이라고 말하 다. 그 다면 이제 남은 문

제는 이 하나이고 동일한 물음에 해 형이상학과 과학 각각이 제시

하는 답은 무엇이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베르그손이 어

떤 이유에서 형이상학의 답을 과학의 답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베르그손에 

의해 ‘실재에 한  인식’이라고 정의되는 형이상학은 어떤 내

용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이러한 내용을 가진 형이상학은 어떤 이유

에서 과학에게는 단지 상  인식의 가능성만을 허용한 채 오직 그 

자신에게만 실재에 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

정하려 하는지를 살펴보려 할 것이다. 많은 요한 문제들이 이 문제

의 답을 추 해가는 우리의 앞길에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는 이들 다른 문제들은 제쳐둔 채 오직 이 하나의 문제에 한 답만

을 좇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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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재(réel)에 대한 절대적 인식으로서의 

형이상학

1. 과학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 다양한 복수(複數)의 과학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다. 그 기 때문에 이들 과학들 사이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사람에게

는 우리처럼 ‘과학’이라고 간단히 단수로 말해버리는 것이, 즉 마치 

보편 인 하나의 과학이 존재하는 양 말하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베르그손 철학의 연구자 가운데서

도, 베르그손에게 과학은 늘 복수이며, <보편 인 하나의 과학>이라

는 생각은 그에게 완 히 낯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다13). 이러한 주장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타당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과학’이라고 간단히 단수로 말하는 것이 여

히 정당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모든 과학들을 통

하는 <하나의 보편 인 과학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 과학

에 한 베르그손의 생각도 역시 그 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학문들을 통하는 보편 인 과학

(science)의 논리, 즉 과학과 비과학을 가르는 공통된 기 , 다시 말해 

참된 지식(science)을 얻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과학의 규범, 이러한 것이 확립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근 과

학의 개척자인 데카르트와 갈릴 이에 의해서 이다. 우리는 이들이 

< 성의 원리(principe d’inertie)>, 즉 <불활성의 원리(principe d’inactivité)>

13) “[...] c’est aux sciences plutôt qu’à la science que Bergson s’intéressait 

en tant que philosophe. L’idée d’une philosophie générale de la science 

est totalement étrangère à Bergson.” -Gayon (Jean), “Bergson entre 

science et métaphysique” in Annales bergsoniennes III Bergson et la 

science, p.178, PU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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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연세계를 설명하기 한 근본 인 공리(公理)로서 내세웠던 사

실을 두고 이 게 말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물체가 어떤 스스로의 

자발 인 발의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물체의 운

동은 이 물체가 스스로 어떤 목 을 내세우고 그 목 을 실 하기 

해서 어떤 자발 인 힘을 발휘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타성(inertie)에 의해 맹목 으

로－즉  어떤 목 에 한 지향도 없이－일어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 원리에 따르면, 자연의 객 성(objecitivité de la Nature)이란, 
즉 자연이 객 (objectif)이라는 것은, 그것이 목 지향 (projectif)
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자연 속의 어떤 물체가 어떤 목 을 

지향하고 그 목 을 실 하기 해 자발 인 힘을 발휘하여 움직인다

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단지 자신의 주 인 목 지향 인 활동

을 객 인 자연세계에 월권 으로 투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자연을 설명하기 해 어떤 목 지향 인 자발  활동, 즉 어떤 

목 인에 호소하는 합목  설명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연의 객

성>에 일치하는 참된 지식, 즉 객 인 지식을 주지 못한다. <자

연의 객 성>에 일치하는 참된 객  지식이란 어떤 목 지향 인 

자발  활동도 배제한 채 물체들의 운동을 오직 그들이 가진 타성

인 물리－화학  속성들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기계론 인

(mécanistique) 설명방식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와 갈릴 이는 이러한 성의 원리를 그들의 공리로 삼아, 

오랜 세월 동안 사상계를 지배해오던 아리스토텔 스의 목 론  자

연학과 우주론을 뒤엎는 새로운 역학을 수립하 다. 하지만 이 원리

는 단순히 새로운 역학만의 기 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원리는, 더 

나아가, 오늘날 어떤 학문이 참된 학문이 되기 해서는, 즉 참된 객

 지식을 해  수 있기 해서는, 반드시 따라야만 될 인식론  

원리(principe épistémologique)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참된 객

 지식이란 오직  <자연의 객 성>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14) Monod (Jacques), Le hasard et la nécessité, p.38, Éditions du Seui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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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즉 어떤 목 지향 인 자발  활동도 끼어들게 하지 않는 기계

론 인 설명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다15). 바로 이 인식론

 원리가 오늘날의 과학을 과거의 모든 학문들로부터 구분되는, 진

정한 객 인 과학(science objective)이 되도록 만드는 결정  기

일 것이다: 즉 오늘날의 학문은 바로 이 인식론  원리를 따라 상

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참된 객  지식을 해  수 있는 ‘진
정한 과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 다

양한 복수의 과학들 모두를, 그들이 탐구하는 상들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과학(science)’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그들이 각자 자신의 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된 객

인 지식’이 무엇인지에 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인식론  원

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참된 객  지식이 무엇인지에 

한 하나의 동일한 인식론  원리가 이들 다양한 학문들 모두를 통

하고 있으며, 바로 이 근본 인 원리를 그들 각자의 역에 공통 으

로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다양한 학문들 각자는, 그들 각자

가 다루는 상들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동등하게 ‘진정한 

과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학의 경이 인 발

은 이 인식론  원리를 더욱 더 많은 상들에 더욱 더 깊고 범

하게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꾸로, 이 인

식론  원리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확실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는 

공리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상들에 

해 더욱 더 깊고 범 하게 그것을 용해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 확고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얻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 의 자연선택설은  과학의 이 인식론  원리가 단순한 물

질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

어서 시원 인 역할을, 혹은 추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16). 일

15) Ibid.

16) 의 모노의 책, p.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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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생명체의 존재방식은 <자연의 객 성>의 원리에, 따라서 과학

의  근본 인 인식론  원리에, 어 나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체가 

목 지향 인 자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더구나 생명체의 구조나 형태, 그리고 그 기능에 해 

행해진 많은 연구들은 이것들이 시간의 진 과 더불어 더욱 더 복잡

해지고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로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명체의 속성은 시간이 지

나더라도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그 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구

조를 잃고 붕괴되어 버리는(엔트로피의 증가) 물질과는 분명하게 

비되는 것으로서, 생명체의 진화가 보다 높은 목 을 향해 끊임없이 

상향(上向) 으로 발 해온 목 지향  운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처럼 보인다. 생명체란 과학의  근본 인 인식론  원리의 보

편 인 타당성이나 그 내  정합성을 부정하는 모순내지 역설을 이루

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 주의는 이 모순내

지 역설을 해결하는 데 성공한다. 다 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명체의 

진화가 <자연의 객 성>의 원리에 맞게 물리-화학 인 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순 히 기계론 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것이다. 생명체의 진화에 한 다 주의- 혹은 신(新)다 주의 -의 

견해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생기는 변화들  다음 세 에로 

승될 수 있는 변화는17) 오직 그 생명체의 유 자에서 발생하는 물

리-화학  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생명체가 가진 거

시 인 구조와 기능은 그 생명체의 유 자라는 미시 인 차원이 담고 

있는 정보에 의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도록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명체의 유 자에서 우연히18) 일어나는 물리-화학

17) 이처럼 다음 세 에로 승 가능한 변화만이 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

18) 생명체의 유 자는 미시  존재이므로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불확정

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생명체의 유 자에서 일어나는 변

화를 두고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선 

<불확정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아 원인이 없이 －혹은 무엇이 원인인지

를 본질 으로 알 수 없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

것은 생명체가 자신의 거시 인 구조와 기능을 의도 으로(목 지향 으



논문236
인 변화는 거시 인 차원에 속하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반 되는 방향으로의 향 계는 

불가능하다. 즉 생명체의 거시 인 구조와 기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미시 인 유 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거시 인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인 의식 인 목 지향  활동이 결코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이다. 생명체의 진화는, 이처럼 유 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우연  변화를 반 하는 생명체의 거시 인 구조와 기능이 

그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일어나는 것이다 : 즉 생명체

의 생존에 유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유 자의 변화는 (자연 으로) 선

택되어 다음 세 에로 보존될 수 있지만, 반면 그 지 못한 유 자의 

변화는 선택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도태되는 것이다. 생명체

가 다양하고 가변 인 생존조건에 보다 더 잘 응할 수 있도록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와 기능을 발 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은, 어떤 목 지향 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

연과 자연선택이라는 맹목 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주의의 성공 덕분으로, <자연의 객 성>의 원리를 생명체의 

진화에까지도 용할 수 있게 된 그 성공 덕분으로, 참된 객  지식

을 해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한  생

물학은 마침내 오늘날 생명체의 모든 특징이 순 히 물리-화학 인 

힘들의 기계 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 히 설명될 수 있다고 선언하

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19).  생물학에게 ‘생명’이란 말은, 엄 히 

말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생명’이란 결코 물질과 립되는 어

떤 독자 인 실체, 즉 물질의 기계론  원리와는 다른 어떤 <비-기계

론  원리>에 의해 작용하는 독립 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 사용하여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도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19)  생물학이 물질에는 없고 오직 생명체에게만 특유하게 속하는 목

지향  활동능력을 어떻게 <자연의 객 성>의 원리에 맞게 순 히 물리

－화학  힘들의 기계 인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해내는지에 해서는 앞

의 모노의 책－ pp.19-69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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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다소 복잡한 존재방식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

체란, 자크 모노의 말을 빌자면, 그  기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이 무엇인가를 말해보자면,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 상을 포함한 자연세계의 모든 것이 순 히 물리－화학  힘들

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계론 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 그

게 설명될 수 있을 때에만 실재에 한 참된 객  지식(즉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란 우리가 실재 체에 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물질의 존재방식을 설명하는 <자연의 객 성>의 원리 이

외의 다른 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 과

학이란 처음에는 단지 물질의 존재방식을 설명하기 해 도입된 이 

원리가 실은 생명 상을 포함한 자연세계 모든 것의 존재방식을 결정

하는 보편 인 존재론  원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며, 그러

므로 이 원리를 사용하는 자신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것도 실재 

체에 해, 혹은 실재 체의 궁극 인 본성에 해, 참된  인

식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다. 과학은 존재의 본성에 

해 사유하기 해 형이상학(철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은 이미 

형이상학만큼이나 존재의 본성에 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론

 사유인 것이다.

2. 생명체 진화의 의미－자연세계의 내  균열: 베르그손의 

( 비 ) 이원론

즉 과학은 ‘과학  지식’이 무엇인지에 한 확고한 지식의 논리

(épistémologie)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설명의 방식만이 세계에 

한 ‘참된 객  지식’이 될 수 있는지에 한 분명한 기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은 과학  지식의 정체가 그런 것인 한, 
그것은 결코 실재에 한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다만 

상  인식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즉 실재의 모습에 한 그것의 주

장은 궁극 으로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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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그는 이처럼 과학  지식의 가치를 폄훼할 수 있는 근

거를, 그것이 경험  사실의 선이 그리는 실재의 모습과 실제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실증의 이유에서 찾는다. ‘실증  형이상학’을 

해서는 과학에 맞서 단 하나의 본질 인 질문만을 던지면 되는 것이

다: “이리하여 우리는 [...] 다음과 같은 본질 인 문제로 되돌아온다: 
사실들에 의해서 기계론의 부족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EC, p.539)”

과학은 생명체도 물질을 설명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완 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손은 우선 과학의 이러한 

무차별 인 일원론에 항함으로써, 과학의 설명원리와는 다른 원리

에 호소하려는 학문, 즉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다. 그는 

물질을 설명하는 원리에로 환원되지 않는, 생명 상만의 고유한 원리

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해, 생명체의 진화에서 확인되는 

객 인 사실 하나를 실례로 든다. 이 실례의 내용은 무나도 분명

하게 확인되는 것이기에 어느 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  사실’
에 속하는 것이지만,  생물학의 정설인 다 주의는 이 게 분명

한 객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제 로 설명해낼 수 없

다－베르그손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실례는 베르그손에게  생

물학(다 주의)의 기계론 인 설명방식이 생명체 진화의 실제 과정과 

제 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 인 실증의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이 실례란 생명체의 에 한 것이다.

“자, 여기에 척추동물의  이외에 가리비와 같은 연체동물의 도 

있다. 이 두 은 [...] 둘 다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리비

의 도, 우리 인간의 과 마찬가지로, 망막, 각막, 수정체를 가지고 

있다. [...] 망막의 구성요소들의 특이한 도치 상까지도 둘 다 같다. 
그런데, 연체동물의 기원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연체동물과 

척추동물은 가리비의 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이 출 하기 이 에 

공통의 기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

다. 그 다면 이러한  구조의 유사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EC, 
p.548)”

베르그손에 따르면, 우연과 자연선택이라는 맹목 인 기계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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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는 가리비의 과 인간의  사이의 이러한 일치를 설명해

낼 수 없다. 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기 은 많은 구성요소들로 이

루어져 있다. 즉 이 그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 많

은 구성요소들 각자의 작용이 서로 조화롭게 일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을 만들어낸 진화가 정말로 순 히 우연에 

의해 일어난 변화들이 차 으로 축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을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우연  변화는, 의 나머지 다른 

모든 부분들 각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변화들이 동시 으로 일어나야지만, 의 기능을 유지

하거나 신장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연선택되어 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러한 변화들이 순 히 우

연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의 서로 다른 부분들 각자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우연  변화들이 동시에 모두 서로 조화롭게 일치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약 생명체의 진화가 

참으로 우연과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리비의 

과 인간의 이 처럼 유사한 구성요소들의 유사한 배열방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객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오래 부터 서로 

갈라져서 각자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따라 독립 으로 발 해 온 

이 두 종(種)에게 매번 같은 우연 인 변화들이 매번 같은 순

서로 발생했다는 것이 된다(EC, p.550). 과연 이러한 일이 정말로 가

능할 것인가? 만약 진화를 가져오는 변화가 순 히 우연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과 가리비  사이의 러한 구조  유사

성은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만약 진화의 원동력이 참으로 우연과 자연선택일 뿐이라면, 아주 

오래 부터 서로 갈라져서 각자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따라 독립

으로 발 해 온 상이한 두 종 사이에 어떤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

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가리비

와 인간의 경우처럼, 서로 갈라진 세월이 오래될수록, 한 그들 사

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라는 것이 과 같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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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기 의 그것일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그

러므로 베르그손에 따르면, 엄연히 객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의의 에 따르면 오로지 합리 인 기 에 의해서만 실 될 수 

있을 이와 같은 일을 설명하는 유일한 합리 인 방법은 기계론 인 

설명방식에 의해서는 배격되는 어떤 －기계론  힘이 생명체의 진

화를 주도하는 근원 인 원리로서 객 인 자연세계 속에 실제로 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근원 인 힘은 생명체들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길

들 모두를 통하여 자신의 하나의 힘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 다양

한 길들 모두는 부 이 근원 인 하나의 힘으로부터 분기(分岐)되어 

나온 부분들이다. 그 지만 이들 다양한 부분들을 원래 하나로 모으

고 있었던  체의 원 인 도약의 힘은, 자신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온 이 모든 다양한 길들 모두에, 따라서 이 길들 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명체들 각각에, 여 히 내재하고 있다. “제 아무리 다양한 분

기가 일어나더라도, 제 아무리 서로 갈라진 요소들이 각자 서로 무

하게 독립 으로 제 갈 길을 가더라도, 이 다양한 부분들은 여 히 

 체의 원 인 도약의 힘(l’élan primitif du tout) 덕분으로 그들 

각자의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체의 무엇인가가 이들 부

분들 속에 여 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EC, p.540).” 아주 

오랜 세월동안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따라 독립 으로 발 해 온 

상이한 종들에게서 어떤 유사한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처럼 하나의 동일한 근원 인 힘이 자신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온 이 

모든 다양한 진화의 길들 모두에 여 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로 아주 다른 진화의 길 에 치하는 두 개의 종에게서 서로 아주 

유사한 어떤 구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 모든 다양한 진화의 길들 

모두가 실은 어떤 동일한 하나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진화의 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러한 

유사성은, 진화란 실은 어떤 하나인 근원 인 힘이 이 모든 다양한 

길들을 통 털어－즉 이들 모두 속에 내재하여 그들 각자의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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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내 인 힘이 됨으로써－자신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흔 인 것이다. 
생명체의 진화가 어떤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는 것은 일부 생물학자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이다. 베르그손은 이러

한 정향진화론(定向進化論)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질의 변화란, 많은 세 의 연쇄를 거쳐,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해

두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가설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이 우리에게는 옳은 것으로 보인

다. [...] 컨  과 같은 기 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어떤 정해

진 하나의 방향을 향한 연속 인 진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

능했던 것이다. 서로 다른 진화의 내력을 가진 여러 상이한 종들에게

서 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우리는 이라는 명확한 실례를 통

해, 어떤 정해진 방향을 향한 정향진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 
확립하려 했다(EC, pp.567-569 －강조는 우리가 한 것).” 이 인용문

은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이 물질을 지배하는 물리-화학  기

계론  힘과는 다른 독자 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지를 말해 다. 생명체의 진화란 어떤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어떤 특정한 방향을 조 하고 그 방향을 향한 진이 이루

어지도록 개개의 변화들을 추진하고 조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작용하

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뚜렷한 방향지향성을 가진 진화의 과정, 이

는 맹목 인 기계론  힘만의 작용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

는 어떤 것이다. 생명체의 진화는 물리－화학 인 기계론  힘들을 

지배하는 인과  필연성이 시키는 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능동 으로 헤쳐 나가는 어떤 자발 인 힘의 작용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변이를 가져오는 본질 인 원인은 생식

세포－ 즉 유 자를 담고 있는 생식세포(인용자 첨가)－ 내에서 일어

나는 차이(변화)들이지 이 생식세포의 달자에 지나지 않는 성체(成
體)가 삶을 통해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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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단지 이

들이 생식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차이(변화)들을 순 히 우연 이고 

개별 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주장할 때에만, 우리는 그들을 따르

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차이들은 하나의 근원 인 추진력(une impulsion)
이, 하나의 생식세포에서 다음의 생식세포에로 간의 성체를 매개로 

하여 달되어 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일어나

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은 순 히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변

화하려는 경향성 자체는 우연일 수 없다(EC, p.568 －강조는 우리

가 한 것).” 요컨  베르그손에게 진화란 아무런 자발 인 활력도 갖

지 않은 생명체에게 기계론  힘의 작용이 외부로부터 뜻하지 않게 

가져다주는 우연한 선물이 아니다.20) 진화란 생명체의 내 이고 본

질 인 속성으로서, 생명체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방향에로의 진이 이루어지도록 꾸 히 의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기계론 인 자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 상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 성의 원

리>－ 즉 <불활성의 원리>－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 과학의 

<지식의 논리épistémologie>를 넘어서는 것이다. ‘참된 객  지식’
이 무엇인지에 한 자신의 논리로 인해 과학은 결코 생명의 본

질에 한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르그손

20) 반면 신－다 주의를 정설로 하는  생물학에게 진화란 생명체의 내

 본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 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우연 인 속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생명체의 본질을 오히

려 ‘불변 인 자기복제’를 자신의 임무로 하는 DNA에게서 찾기 때문이

다: 진화란 생명체의 본질인 이 불변 인 자기복제가 오히려 외부에서 일

어나는 어떤 우연 인 요란(搖亂)에 의해 방해받아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

다; 이 우연 인 요란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생명체의 내  본질이－즉 불

변 인 자기복제가－순조롭게 실 되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 방해요인이

며, 따라서 부분의 경우 생명체에 해 독(毒)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뜻하지 않은 선행을 가끔씩 돌발 으로 베풀기도 하는 것이다. 바

로 이 이 생명체의 진화에 한 베르그손의 생각과  생물학의 생

각이 가장 크게 립하는 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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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옳다면, 자연세계 내에는 물질을 지배하는 원리와는 다른, 생명체

에게만 고유한  하나의 거 한 원리가 객 으로 실재한다. 실재 

속에는,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 물질과 생명의 립으로 인

해, 과학만으로는 도 히 그것에 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내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일원론  세계이

해는 객  사실들의 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학문성이 요구하는 이념  선을 먼  그리고 이 이념  선의 

요구에 맞추어 객  사실들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실재에 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데 있어서 과학과는 다른 원리를 따르려는 

새로운 학문, 즉 형이상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 형이상학의 모호성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그 물리-화학  힘들의 상호작용, 즉 이 상

호작용을 지배하는 기계론  인과성이다. 생명체도 물질로 구성되는 

것인 한 이러한 기계론  인과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하

지만 이러한 기계론  인과성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의 계열이 생명

체의 진화를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은 아니다. 물론 생명체의 진

화도, (신체  기 의 변화와 같은) 물질  상으로 나타나는 것인 

한, 기계론  인과성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바로 이 이 베르그손의 가장 핵심

인 생각일 텐데, 생명체의 진화는 기계론  인과성에 따라 일어나

는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의 진화가 이들 사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의 정해진 방향을 향해 진화하는 와 같은 정향진화

의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명체의 진화는 기계론  인과성

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독립 인 힘이, 기계론  인과성을 따

라 일어나는 이들 사건들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

가 지향하는 방향을 향해 자발 으로 펼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와 같은 정향진화의 양상을 띨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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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 인 힘은 때론  기계론  인과성의 힘에 부딪쳐 좌 되

기도 하며, 때론 그것과 타 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론 그것의 힘에 

교묘히 편승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진화는 거침없는 기세

로 질주해나가는 일직선의 뚜렷한 동선을 그리기보다는 언제나 반

되는 힘에 부딪쳐 답보와 정체, 후퇴와 우회를 다반사로 반복하면서 

느리고 구불구불하게 기어나가는 모습을 띄게 된다.  독립 인 힘

의 작용은 우리의 에 확연하고 분명하게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이 아니라 언제나 기계론  인과성의 반 되는 힘에 부딪쳐 희미하게 

지워진 채로 단지 언뜻언뜻 에 띄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흔 으로서

만 자신을 알릴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분명하고 정확한 것, 지 으로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에서만 실재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는 과학은 이

러한 모호한 것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은 이런 모호한 것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커다란 의

미를 통찰할 수 있을 때에만 과학과는 다른 독립 인 학문으로 존재

할 수 있다. 실증  형이상학, 그것은 우리의 경험 에, 즉 객  

사실들 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과학은 여겨보지 않는 모호한 것을 

사유하는 학문, 한 바로 그 기 때문에 그것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합리성은 과학의 언어가 갖추어야 할 합리성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할 학문, 따라서 과학이 보기에는 모호한 언어로 말하는 학문, 즉 <모

호한vague 형이상학>이 되는 것이다21).
 독립 인 힘은 기계론  인과성의 힘을 거스르려는 힘, 즉 물질

을 지배하는 이 힘과는 반 되는 힘이다. 그리하여 베르그손은 이 힘

을 일종의 심리 인 힘이라고 규정한다. “정향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심리 인psychologique 원인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C, p.569).” 하지만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이 일종의 심리 인 

힘이 작용하는 방식을 인간(혹은 다른 개별 생명체)의 심리  힘이 

21) “[...] une idée plus compréhensive, quoique par là plus vague, du 

processus évolutif” -EC,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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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심

리 인 힘은 개체 이고 의식 인 양상으로 작용하는 것인 반면, 생

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은 이와 같은 개체 이고 의식 인 양

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이러한 원인이 개체(성체)의 의식 인 노력일 뿐이라면,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란 단히 제한 일 것이다. [...] 그때 그 원인은 

개체의 의지가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범  내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 생명체의 신체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심원한 변화는 이런 식의 원인에 의해서

는 도 히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다음 세 에로 

승되며 어떤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계속 으로 나아가는 변화, 
그 성과가 계속 축 되면서  더 복잡한 구조의 기계(기 )를 만

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이러한 변화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되, 이 노력은 개별 성체의 의식 인 

노력보다도 훨씬 더 심원한 어떤 것이며, 개별 성체들에게 내재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성체들이 그 운반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보다 심원

한 것인 생식세포들에게 내재하는 노력일 것이다(EC, p.569).” 우리

가 익숙하게 아는 노력이란 우리 자신의 개체 이고 의식 인 노력이

다.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도 어떤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

기 해 노력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노력은 우리의 개체  자

아 같은 건 모른 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탈개체 이고 탈의식 인 노력의 작용방식을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작용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면, 
우리는 신을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표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인론  착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의 

작용방식에 해서 무엇이라도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해 우리 자신의 심리  힘의 작용방식을 나타내는 말들을 

빌어 유비 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해 노력

이면서도 노력이 아니라고, 의지(意志)함이면서도 의지함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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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인 힘이면서도 심리 인 힘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곤경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가 이미 깊숙이 의인론  성향에 젖

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모호한 것이 되는  하

나의 이유는 그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이 오래된 의인론  사

고방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4. 일원론의 복원과 과학에 한 형이상학의 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을 일종의 심

리 인 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힘이 심리 인 것을 

물질 인 것으로부터 구별지우는 가장 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생명체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여 재

에까지 그것을 보존하는 힘이다. 하나의 공통된 기로부터 일 이 

갈라져 나온 이후 오랫동안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상이한 

종들에게서 유사한 구조의 기 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이들 서로 다른 진화의 길들이 그들의 공통된 과거를 기억의 힘을 

통해 재에까지 여 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설이 옳

다면, 즉 이들 서로 다른 길들의 개를 주도하는 힘이 심리 인 성

질의 것이라면, 이들 서로 다른 길들은 그들 사이의 상이성에도 불구

하고 무엇인가 공통된 것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오래 에 

서로 헤어진 친구들이 공통된 유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듯이 말이다

(EC, p.540).” 이런 기억의 힘, 이것은 물질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

이다. 물질의 미래가 그의 과거로부터 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즉 

그의 미래가 과거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물질에게 기억의 능력

이 없기 때문, 즉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축 해감으로써 시간

의 흐름과 더불어 계속 새로운 내용을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재에까지 보존하여 여 히 살아있게 하는 힘, 그리하여 과거를 재

의 도래와 더불어 사라져버리는, 재와 분리되는 어떤 것으로 만들

지 않고 재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루도록 만드는 힘,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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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화를 주도하는 힘은 베르그손이 바로 ‘지속durée’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억의 힘이며, 그리하여 생명체의 진화는 이와 같은 기억의 

힘에 의해 주도되는 덕분에 매순간 이 의 형태들과는 다른, 측 불

가능한 새로운 형태들이 연속 으로 창조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22). 
베르그손은 생명체의 진화를 매번 새로운 형태들이 연속 으로 창조

되는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이러한 기억의 힘을 ‘생의 약동élan vital’
이라 부른다. 생의 약동이란 심리 인 것, 즉 의식 인 것의 가장 근

본 인 원리인 지속이 더 나아가 생명 인 것의 가장 근본 인 원리

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지만 생명과 물질을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 

립시키는 이러한 이원론이 베르그손의 최종 인 주장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원론이 최종 인 것이라면, 형이상학은 단지 과학과 다른 
학문이 될 수 있을 뿐, 그보다 우월한 학문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때 형이상학은 과학의 기계론  인과성의 원리가 단지 생명체에게 

용되는 데에서만 한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물질에 해서는 

그 로 완 히 타당한 것으로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즉 물질에 

해서는 과학  지식이 곧  인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베르그손이 형이상학에게 과학보다 우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 즉 형이상학과 과학의 차이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두 학

문이 각기 서로 다른 상을 탐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에 해－이 상이 설령 물질이라고 하더라도－후자는 단지 상

 인식에 머무는 반면 자는  인식에 이를 수 있는 데 있다

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 인 것의 근원 인 원리인 지

속을 단지 생명 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한 우

주 체의 근원 인 원리로까지 확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이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우주 체가 지속하는 것이다(EC, p.503).” 
지속은 결코 우주의 어느 한 부분－물질을 제외한 부분 -에만 국한되

22) “우리는 생명체의 진화란 생명의 자발성이, 이  생명체들의 형태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들을 끊임없이 연속 으로 창조해냄으로써, 자신을 표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EC, 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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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인 원리가 아니라 ‘우주 체에 내재하는23)’ 보편 인 원

리인 것이다. 베르그손이 이처럼 우주 체를 지속하는 것으로, 즉 

기억이라는 일종의 심리  힘이 우주 체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의 존재 때문이다. “참된 

지속이란 우리가 언제나 시간이라고 불러왔던 것, 바로 그것이다(PM, 
p.1394).” 그런데 시간이란 “어떤 연속 인 흐름이며, 따라서 이 과 

이후가 있는 것, 따라서 이 이 과 이후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지 않다면, 이 과 이후 둘 의 어느 하나만, 즉－연

속 인 흐름인 시간이 아니라 순 히 (點) 인－순수한 순간만 있

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따라

서 어떤 의식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과 이후 사이의 이러

한 연결은 불가능하다(DS, p.46).” 즉 베르그손에 따르면, 시간이 존

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시간이 연속 으로 흐른다는 것은, 순차

으로 발생하는 시간의 매 계기들을 서로 분리되는 인 순간들로 

해체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의식 인 힘이, 즉 이 의 계

기들을 이후의 계기에까지 보존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일

체를(une unité indivisible) 이루도록 만드는 어떤 기억의 힘이 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과 더

불어 개된다는 사실은 베르그손에겐 우주의 모든 것을 포 하는 하

나의 거 한 보편 인 지속이－즉 우주  지속이－존재한다는 것을, 
한 우주  지속이라는 이 일종의 심리 인 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 하는 근원 인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의 진

화를 주도하는  지속의 힘, 과학의 기계론  인과성의 원리에 의해

서는 악될 수 없었던 이 심리 인 힘은 이제 시간의 존재로 인해 

(물질을 포함한) 우주 체의 가장 보편 이고 근원 인 원리로 격상

되는 것이다.
베르그손의 일원론이란 우주의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의 보편 인 

우주  지속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3) “la durée immanente au tout de l’univers(EC,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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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해하는 한, 베르그손의 이러한 일원론은 우주에는 단 하나

의 시간이 존재하며 이 단 하나의 시간의 생성작용에 의해 우주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어떠한 것도 이 우주  지속의 

바깥에서 그것과 독립 으로 존재하지 않으며－따라서 베르그손은 공

간의 객  실재성을, 즉 흔히 시간과 립되는 무시간 인 실체로 

생각되는 공간의 실재성을 부정한다－따라서 우주의 모든 과정은 이 

심리  힘의 보편 인 작용으로 인해 매순간 새로운 것이 연속 으로 

창조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질은 결코 이와 같

은 우주  지속의 창조  과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

질이 매순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지속의 힘을 결여

한 채 순 히 기계론  인과성에 의해 지배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따라서 그것의 미래가 과거에 의해 미리 측가능한 방식으로 결정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이 우주  지속과는 다른, 만

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이 보편 인 

원리가 그것에게서는 극도로 약화된 양상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물질 인 것과 생명 인 것 (혹은 심리 인 것) 사이의 립은 서

로 이질 인 두 상이한 원리들 사이의 립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 인 

원리가 서로 다른 강도로 구 되는 데서 나타나는 립인 것이다.24)

그러므로 설령 베르그손이 형이상학과 과학의 계를 간혹 그 가

치에 있어서는 서로 동등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상을 탐구하는 것

에 의해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이 있다 하더라도, 
한 과학에게도 물질에 한 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물질 인 것과 

생명 인 것 사이의 근본 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이러

한 이원론은, 베르그손의 의도와는 반 로, 물질에 한 탐구를 형이

상학이 조 도 개입할 수 없는, 과학만의 독 역으로 용인하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과학에 한 형이상학의 우월성을 주장하

24)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해주기 바란다－조 수, 

｢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계와 형이상학의 과제｣,철학, 제 

91집 2007 여름, pp.211-212, 한국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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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논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실재

의 모든 것은  보편 인 우주  지속이라는 심리 인 힘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과학은 자신이 추구하는 ‘참된 객  지

식’이 무엇인가에 한 자신의 정의로 인해, 즉 오직 물리-화학  힘

들의 기계론 인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실재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

는 자신의 논리로 인해, 실재의 그 어떤 부분에서든 남김없이 작용하

고 있는－즉 심지어 물질에게 있어서도 여 히 작용하고 있는－이 근

본 인 원리를 결코 악하지 못한다. 과학은 모든 것의 근본 인 구

성원리인 이 지속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그것을 인 으로 배제

하는 한에서만 기계론  인과성의 논리에 따르는 자신의 ‘과학 ’ 지

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25). 하지만, 과학이란 이처럼 우주만물의 

근본 인 구성원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한 한 제 로 된 인식에－즉, 말하자면, 물질에 한 ‘  인식’
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보편 인 우주  

지속의 힘은 실재의 각 역에서 서로 다른 강도로 표 되고 있으며, 
물질이란 이 우주  지속의 힘을 서로 다른 강도로 표 하고 있는 

여러 계  층 들 에서 가장 낮은 층 에 해당하는 것, 즉 이 우

주  지속의 기계론  힘이 가장 약화된 형태로 표 되고 있는 곳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의 기계론  설명방식이 생명에 해서와

는 달리 물질에 해서 어떤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

은 물질의 물질성(matérialité)이 바로 모든 것의 공통된 원리인  우

주  지속의 기계론  힘의 극단 인 약화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

에 그런 것이지 결코 물질이 생명과는 다른 독자 인 원리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물질에 

한 한 과학의 효력을 크게 인정해  수 있을지라도 여 히 이 물질

25) “기계론  설명은 우리의 사고가 체로부터 인 으로 잘라내 얻은 계

(系)에 해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이 체 자체나 는 이 체 내에서 스

스로가 자연스럽게 이 체와 비슷하게 구성되는 계들이 기계론 으로 설

명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선험 으로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게 

된다면 시간이란 무용하고 비실재 인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EC, 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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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서까지도 형이상학이 과학보다 우월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형이상학은 물질을 그 근본 인 구성원리로부터 인식하는 것일 

수 있는 반면, 과학은 이러한 구성원리를 외면한 채 단지 그 피상

인 표 에만 천착하는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결코 실재에 한 상  인식의 한계를 넘지 못

한다. 과학은 실재의 상들을 모두 물질의 기계론  인과작용에 따

라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려 하지만, 그러나 실재의 참 모습은 물질

과는 다른 본성의 것, 즉 어떤 심리 인 것이며, 이것이 작용하는 방

식도 기계론  인과작용을 넘어서는 기계론 인 다른 논리에 따르

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은 과학의 인식방식에 의해서는 참되게 

인식할 수 없는  다른 본성의 것을 인식하기 해 과학과는 다른 

인식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방식을 통해  다른 본성의 

것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는 한에서만 과학보다 우월한  인식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의 인식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지

식을 실재에 한 참된 인식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것이 세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 

측가능한 세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우

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

학  지식을 통해 우리는 상을 그 객 인 모습 자체에서 인식하

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의 외부에 세운 우리 자신의 주 인 

으로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상의 안으로 들어가 

그것의 ‘내 이고 온 한’ 모습을 악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그

것의 밖으로부터 부여한 외 인 에 들어맞는 그것의 ‘외면 이고 

부분 인’ 모습만을 악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지식은 우리를 

상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식이 아니라 상의 밖에 머물도록 하

는 인식, 즉 상  인식인 것이다. 그 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만 상의 안으로 들어가 그것의 내 이고 온 한 모습에 일치할 수 

있는  인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상  인식으로서의 과학

 인식을 뛰어넘는 형이상학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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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이상학이 과학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그만의 고유한 인식방식이란 무엇인가?  

5. 형이상학의 방법 : 직

“마음을 놓아라. 네가 나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는 나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스칼, 팡세. 

하지만 실재에 한  인식이 되고자 하는 형이상학은 바로 

그것이 인식하고자 하는 이 실재의 본성 자체에 의해서 처음부터 가

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베르그손의 일원론은 실재의 모든 것

을 단 하나뿐인  우주  지속의 생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지속이란, 자신의 기억의 힘에 

의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 인 계기들을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  일체(une unité indivisible)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임도 보았다. 따라서 실재의 모든 것들이  우주  지속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인 한,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각기 독립 으로 

존재하는 개별 인 실체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결

코 서로 완 히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의 통일성 속으로 모으는  

하나뿐인 우주  지속의 다양한 부분 인 표 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우주  지속이란 모든 개별  개체들의 유한성을 넘어

서는 월 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본질 인 불가분성(不可分

性)으로 인해 자신을 표 하고 있는 이 모든 개별  개체들 각각에 

자신의 체로서 완 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를 결코 자신과 분리되는 고립된 개체로서 외롭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우주  지속의 월  원리와 언제나 하나 되어 그 안

에－즉 그것의 (어  보면 아주 미약한) 한 부분으로－살고 있지

만,26) 하지만 동시에 이 우주  지속의 월  원리는 그 본질 인 

26) “principe transcendant, dont nous participons [...] In ea vivimus et 

movemur et sumus.(PM, p.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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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체로서, 즉 자신의 모든 부분  표

들 (즉 실재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

기도 한 것이다. 우리에게 상의 안으로 들어가 그것의 내 이고 

온 한 모습과 완 히 일치할 수 있는  인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실은 모든 상이 이미, 그것들을 낳는  

우주  지속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

법은 우리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상들의 존재를, 그 지만 이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상들의 존

재를, 확언하도록 해 다(PM, p.1416).” 형이상학의  인식, 그

것은 실재의 모든 것을 함축한 상태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월  원리에 한 내 인 공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자신

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한 이러한 내 인 인식, 어떤 매개  

차도 그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자신에 한 자신의 인식, 이런 

인식을 ‘직 ’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 우리는  더 그 강도가 약해지는 지속의 방향에로 나아

갈 수 있다. [...] 이 방향의 끝,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물질성을 정의

하는 완 한 동질성과 완 한 반복이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 되는 방향에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그 강도를 강화해가

는  다른 지속에 도달하게 되리라. 이 방향의 끝에 바로 원(永遠)
이 있을 것이다; 죽은 원에 불과한 개념 인 원이 아니라 살아 

있고 따라서 움직이는 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속을, 마치 빛 속

에 담겨 있는 한 진동인 양,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되찾게 되는 

그런 원 말이다. [...]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직 은 움직인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직 의 움직임이 바로 형이상학이다(PM, p.1419).”  

Ⅲ. 결론: 형이상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정의를 넘어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형이상학을 과학의 상  인식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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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에 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베르그

손의 정의가 성공하기 해서는 특히 요한 두 개의 고비가 있다. 
생명활동을 주도하는 궁극 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시간의 본

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창조  진화와 지속과 

동시성－후자의 책은 베르그손 철학의 가장 핵심 인 개념인 ‘지속’
을 유일하게 그 제목으로 달고 있는 요한 책이다－, 이 두 책은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이 요구하는 로 과학과의 결을 통해 이 

두 고비를 헤쳐 나가려 하는 베르그손의 노력을 보여 다. 창조  

진화에서 그는 다 주의로부터 발된  생물학의 기계론  이해

와 결하여 생명은 물질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

이라는 을 보여주려 하며, 지속과 동시성에서는 여러 개의 시간

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에 맞서 우주의 

모든 것을 포 하는 단 하나의 시간이 존재하며 이 보편 이고 유일

한 시간의 본질은 기억의 힘을 가진 의식 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려 한다. 그의 노력이 정말 단한 것이었으며 그의 당 에

는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는 데 해서는 아무도 부

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아직도 성공 인 것으로 평

가받을 수 있을까? 다 주의나 상 성 이론에 한 그의 이해는 아직

도 충분하거나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들의 한계나 오

류에 한 그의 비 은 아직도 정당하거나 결정 인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들 이론과 맞서는 베르그손의 생각을 그가 

실제로 주장한 그 형태 그 로 고수하려 한다면, 이 같은 물음에 

한 답은 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다. 
그 지만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을 내건 베르그손 철학은 과학과

의 이런 결을 통한 검증의 시련에 자신을 열어놓는 일을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이 이 이념이나 그의 철학의 붕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 다면 우리가 만약 이들 과학이

론들과의 결이 결국 그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면, 우리는 그때 ‘실증  형이상학’의 꿈을,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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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참된 형이상학일 수 있는 이 형이상학의 꿈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베르그손의 주장이 담긴 에 집착할 것이 아

니라 그 에 담긴 정신에 주목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의 주장

을 다소 창의 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조  유연한 형태로 재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여 히 실재에 한 참된 실증

 인식이 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과학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

를 할 수 있는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여 히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

각을 해본다. 베르그손의 철학에 한 이러한 재해석이 어떤 것인지

를 밝히는 일, 즉 그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가 시사해  방식으로 이 패배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제시하는 ‘실증  형이상학’의 꿈을 여 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차후의 과제로 남

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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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rgson’s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is Metaphysics?

Jo, Hyun-Soo

What is metaphysics? The answer that Bergson gives to this 
essential philosophical question is very clear and frank. His answer 
says that the aim of metaphysics is nothing else but to gain 
absolute knowledge of the real, i.e. of the empirical world in which 
we always live. That is to say that he does not think the reason  
metaphysics could exist as an independent science distinguishable 
from other sciences lies in its ability to have a different objective 
of investigation than those sciences do. His definition of 
metaphysics proposes the idea that it has exactly the same objective 
of investigation as other empirical sciences, because these sciences 
also have in mind as their objective of investigation to gain 
absolute knowledge of how the empirical world works. By 
consequence, ‘experience’, normally considered as being able to 
serve as the definitive criterion for the distinction between 
metaphysics and science(physical science), cannot play such a role 
for Bergson, because the only way by which metaphysics could 
accede to the absolute knowledge of the empirical world is to refer 
to experience. As metaphysics has the same objective of 
investigation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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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 the same method(experience) as science, it is necessary for 
him to pursue his investigation with a long companionship with 
science. It means that it is not from the start, but only at the 
arrival that metaphysics would, if it is possible, separate itself from 
science, because their difference does not exist in that they raise 
respectively different questions - if this is the case, their separation 
would have been existed from the start -, but only in that they give 
respectively different answers to the one and same question they 
have in common, i.e. the question of how the empirical world 
works. Bergson declares that the answer given by metaphysics 
conceived by himself is not only different from, but even superior 
to the one that science gives to this same question. That is to say 
that he accords the value of absolute knowledge exclusively to his 
metaphysical knowledge in, at the same time, condemning scientific 
knowledge to a mere relative knowledge. Thus, we ask in this 
paper what the reason that makes Bergson place his metaphysical 
knowledge above scientific knowledge is.

Keywords: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Knowledge 
of the Reel, Positive Metaphysics, a Long Companionship 
between Metaphysics and Science, Epistemology of Modern 
Science, Superiority of Metaphysics over Science. 




